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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교회자립개발원 보고

제104회기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이사장 이상복

서  기 신원욱

1. 조 직

1) 법인이사회 현황 

   • 명예 이사장 : 김종준

   • 이  사   장 : 이상복

   • 부 이 사 장 : 이규현 화종부 김태일 박성규

   • 서       기 : 신원욱   • 부 서 기 : 고석찬 

   • 회       계 : 송병원   • 부 회 계 : 노병선

   • 이       사 : 권성수 김수환 김신길 김은호 김형원 류명렬 박만규 박윤성 배만석 소강석 

안홍대 오정호 이건영 이현국 정계규 정명호 정영교  

2) 노회파송실행이사 현황(2020년 8월 5일 현재 / 가나다순)

강만석 강명우 강재식 강진상 강태구 고석찬 공성민 곽양구 곽재억 권오흥 김동혁 김만규

김문석 김미열 김상원 김성윤 김성진 김성환 김세영 김순영 김신점 김양곤 김영규 김영길

김영은 김영환 김윤경 김장교 김재호 김정일 김정호 김종원 김창수 김철중 김태영 김홍재

김희근 남창우 노갑춘 노우숙 류재이 문제광 박명배 박범종 박병석 박성순 박순석 박신득

박원형 박종만 박창건 박춘길 방성일 방준영 배만석 배정환 배희열 변충진 서화석 석경식

석광희 설동주 성경선 손동후 신규식 안광모 양유종 여성구 오성환 오성희 오세광 오정호

옥성석 우기종 유병희 윤정희 윤중관 은요섭 이강선 이관형 이광원 이규현 이명주 이문범

이상근 이상복 이성화 이세광 이승범 이영수 이영신 이영형 이완수 이용덕 이용철 이우행 

이유승 이윤동 이재승 이종찬 이현국 이형만 임근석 임성곤 임성재 임홍길 장  실 장중덕 

전종남 정계규 정명식 정순봉 정신덕 정인식 정진모 정창수 정태영 정택열 조대천 조병우 

조정희 조현석 진용길 차영진 천귀철 최병덕 최복수 최영근 최진호 하재호 한민수 한창호 

허임복 허활천 현동성 황연호 황일동

3) 위원회

  가. 교회자립지원팀 : 이종민

  나. 자립화교육팀 : 김태훈

  다. 복지팀 : 주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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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의

1) 법인이사회

(1) 제13차 회의

 일    시 : 2019. 10. 22(화) 12:30

 장    소 : 양재역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정관 개정 결과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③ 법인이사회 이사장 유고 시 선기명 부이사장이 회의 진행하며 실무 부이사장이 주관하로 하다.

④ 김종준 목사는 정관 제2장 5조 2항 근거 명예이사장으로 소강석 목사는 총회 부총회장 당선으

로 이건영 목사는 개인사유로 인하여 부이사장에서 이사로 직책 변경하다.

⑤ 김태일 목사, 화종부 목사를 만장일치로 부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다.

⑥ 교회 자립아카데미 권역별 세미나 추진 계획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⑦ 예산 청원 결과 및 조정안에 대하여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⑧ 권역위 서기단 MT 계획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⑨ 실버홈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1차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되 지원 방안으로 보증금은 

개인부담으로 하고 월 사용료, 기타 서비스, 차량 지원 등은 자립원에서 지원하기로 하다. 2년 

만기 시 개인적으로 재계약 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 진행은 임원 및 복지팀에 맡겨 진행하기

로 하다.

⑩ 광주전남권역의 자립화 모델은 연구하기로 하다.  

(2) 제14차 회의

 일    시 : 2019. 12. 18(수) 23:00

 장    소 : 항주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② 박윤성 목사(이리노회 기쁨의교회)를 만장일치로 법인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다.

③ 실버홈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권역서기단 MT 시 논의하 던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지

원 방안으로보증금은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고 월사용료는 자립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세부 계획 및 진행은 임원회 및 복지팀에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④ 권역활성화 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300만원 씩 각 권역에 지원하기로 하다.

⑤ 연구위원회 3팀 체제로 전환의 건, 기독신문 연중 기획기사 계획의 건, 교회자립아카데미 추진 

경과 보고의 건 및 권역 서기단 MT 결과 보고의 건은 유인물대로 받고 세부 계획 진행 및 잔

무는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2) 임원회 및 팀장 연석회의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3. 16(월) 11:00

 장    소 : 대전남부교회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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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현황과 심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가. 권역별 신청 현황 및 결과를 보고 받다.

나. 권역별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대로 보고 받고 검토 및 심사하다.

다. 권역별 선정자 중 확인이 필요한 권역에 대하여 서기에게 위임하여 확인 후 최종 선정하기

로 하다.

② 미래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대로 보고 받되 아래와 같이 수정 및 결정하

여 진행하기로 하다.

가. 지원 대상 :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자립교회

나. 지원 내용 : 임대료 지원

다.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1노회당 최대100만원)

라. 신청 기간 : 2020. 3. 19. ~ 2020. 3. 28.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노회자립위원장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임대료 지원은 심사 후 교회를 선정하여 전달하기로 하고 중복 후원받은 교회는 제외하기로 

하다.

사. 지원금은 본원 예산 및 후원교회의 신청으로 재원 마련하기로 하다.

아. 심사 및 세부 진행은 복지팀장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③ 실버홈 입주 지원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받고 신청자 없음으로 사업 진행하지 않기로 하다.

④ 미래자립교회를 위한 예배 영상 생중계 교육 및 영상 예배를 위한 장비 100세트를 지원하기로 

하고 세부 진행은 교육팀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가. 신청대상 :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나. 지원내용 : 생중계를 위한 매뉴얼 및 온라인 교육 영상 / 생중계를 위한 장비 지원

다. 신청기간 : 2020. 3. 19. ~ 2020. 3. 28.

⑤ 잔무는 각 팀장 및 담당자에게 일임하고 폐회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0. 3. 30(월) 15:00

 장    소 : 대전남부교회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 채택하다. 

② 제4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선정자 최종 확인 및 후원교회 연결 진행하기로 

하다.

③ 예배 영상 생중계 교육 및 장비 지원 결과는 별지대로 보고 받기로 하다.

④ 2차 교육 영상 제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세부진행은 교육팀장에

게 위임하기로 하다.

가. 내용 - 제자훈련, 소그룹모임, 심방 등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나. 교육팀에서 온라인 강좌에 대한 방안 연구 및 기획안 제작하기로 하고 추후 진행사항은 

SNS에 공유하여 진행 및 결정하기로 하다.

다. 관련 예산은 항목 확인하여 집행하기로 하다.

⑤ 미래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및 후원 신청 현황 보고 관련하여 별지대로 보고 받다.

⑥ 미래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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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노회에 최대 2개 교회까지 선정

하여 지원하기로 하다.

(1교회 100만원, 2교회 각 50만원)

나. 대구, 경북 지역은 본원을 통하여 후원하기로 한 교회에서 지원하 기 때문에 본원 선정에

서는 제외하기로 하다.

다. 교회 선정 시 공지된 내용을 선정 기준으로 하되 사태의 심각성 및 교회의 어려움을 고려하

여 선정하기로 하다.

⑦ 후원교회 후원 현황을 확인하고 임대료 지원 2차 신청을 받기로 하다.

가. 지원 대상 :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자립교회

나. 지원 내용 : 임대료 지원

다.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1노회당 최대 2개 교회 각 50만원)

라. 신청 기간 : 2020. 4. 7. ~ 2020. 4. 17.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노회자립위원장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임대료 지원은 심사 후 교회를 선정하여 전달하기로 하고 1차 지원 시 후원받은 교회는 제

외하기로 하다.

사. 심사 및 세부 진행은 복지팀장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0. 4. 20(월) 15:00

 장    소 : 혜성교회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 채택하다.

② 제4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후원 연결 현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가. 2020년 학자금 지원 선정자는 50명으로 확인하다.

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예배 모임이 어렵고 미래자립교회의 지원 등으로 인하여 후

원교회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바 하반기 학자금 지원 사업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임원 및 팀

장, 권역 서기단 모임 시 축소된 방향으로 재논의 하기로 하다.

다. 광주전남권역 학자금 지원 명단은 권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후원교회 재연결 하기로 

하다.

라. 후원교회의 후원 재정 미확보 시 본 자립원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하다.

③ 미래자립교회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결과 보고는 별지대로 받기로 하다.

④ 교회자립 온라인 강좌 계획에 대하여 교육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허

락하고 세부진행은 교육팀장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⑤ 미래자립교회 임대료 지원(2차) 및 후원 신청 현황 보고 관련하여 별지대로 보고 받고 선정 작

업 시 고려사항은 지난 1차 지원 선정 시 기준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다.

⑥ 후원교회의 재정 현황 확인 후 임대료 지원 3차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고 4월 28일 기독신문에 

광고하기로 하다.

가. 지원 대상 :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자립교회

나. 지원 내용 :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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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1노회당 최대 2개 교회 각 50만원)

라. 신청 기간 : 추후 결정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노회자립위원장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임대료 지원은 심사 후 교회를 선정하여 전달하기로 하고 1차 지원 시 후원받은 교회는 제

외하기로 하다.

사. 심사 및 세부 진행은 복지팀장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일    시 : 2020. 5. 18(월) 14:00

 장    소 : 부전교회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 채택하다.

② 미래자립교회 임대료 지원(3차) 및 후원 신청 현황 보고 관련하여 별지대로 보고 받고 지난 1

차, 2차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다.

③ 임대료 지원 4차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되 1~3차 사업 시 지원하지 않은 노회 우선 선정하기로 

하고 기독신문(5단1/2광고) 및 장로신문에 광고하기로 하다.

④ 4차 임대료 지원 사업 후 군산 및 강원 지역 노회에 지역적인 형편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

로 각 10개 교회 지원하도록 하되 추가 지원금은 4차 임대료 지원 후 후원 재원 현황 확인하

여 조절하기로 하다.

⑤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팀내 교회자립아카데미를 조직하

여 연구 및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 예산 초과 시 법인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기로 하다.

⑥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권역자립위 서기단 모임 갖기로 하다.

⑦ 권역별 사업보고를 받기로 하고 관련 세부진행은 부서기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일    시 : 2020. 7. 22(수) 14:30

 장    소 : 아델라베일리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 1-라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라. 후반기 학자금 재원 마련은 각 권역 자체 확보 및 총회자립원에서 지원하되 총회자립원은 

서울권역(5구좌), 서북권역(5구좌), 경기권역(3구좌), 대경권역(2구좌)에 총 3000만원(15구

좌 * 200만원) 지원하기로 하다.

이를 위하여 자립원 학자금 지원 예산 2000만원 중 전반기 지급하여 남은 1400만원을 지

원하고 부족분 1600만원은 예산 전용하여 지원하기로 하다.

② 미래자립교회 임대료 지원(4차~5차) 신청 현황 보고 관련하여 별지대로 보고 받고 지난 1

차~3차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다.

③ 미래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사업 종료 후 남은 예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3개 지역-강원, 군산, 

거제 지역을 중점으로-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노회로 지급될 수 있도록 권역을 통하여 지원하

기로 하되 지역 선정은 객관적 기준(지표)을 근거로 선정하기로 하다.

선정 지역, 지원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실무부이사장, 서기, 회계에게 위임하여 진행 및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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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다.

④ 후반기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결과는 별지대로 보고 받기로 하다.

⑤ 교회자립개발원 온라인 교육 및 지역 커뮤니티 등 모바일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별지대로 

보고 받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기로 하다.

가. 개발비 2000만원 지원하기로 하다.

나. 영상 편집 및 촬영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다.

다. 웨비나(웹 +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이를 실시간 중계 및 녹화하여 추후 

관련 모바일 교육 컨텐츠로 활용하기로 하다. 

3) 임원 및 팀장, 권역서기 연석회의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1. 30(목) 11:00

 장    소 : 총회회관

 결의사항

①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의 건은 안건 자료(별지)대로 보고 받되 아래와 같이 수

정 및 결정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가. 학자금 지원 재원 마련 관련하여 후원교회와 권역의 후원 인원 배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권역에서는 후원교회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다.

나. 각 권역의 서기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하다.

다. 서류심사는 2020년 2월 27일(목) 오전 11시 대전남부교회에서 모여 진행하기로 하다

라. 기독신문(20. 2. 4.일자)에 공고하기로 하다. 

② 실버홈 입주 지원 시범사업의 건은 안건 자료(별지)대로 보고 받되 아래와 같이 수정 및 결정

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가. 지원 및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계약만기 시 재검토하기로 하다.

나. 본원이 지정한 시설 안내는 안내문에서 삭제하기로 하다.

다. 제출서류 중 권역위원장 추천서 대신 노회자립위원장 추천서로 변경하기로 하다.

라. 선정절차 세부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다.

마. 기독신문(20. 2. 4.일자)에 공고하기로 하다.

③ 2020년 권역서기단 MT는 학자금 지원 심사 일정으로 인하여 동일(20. 2. 27)로 변경하여 같

이 진행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0. 6. 9(화) 11:00

 장    소 : 새로남교회

 결의사항
① 후반기 학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기로 하다.

가. 신청 대상자 : 전반기 선정자 제외, 전반기 신청 하지 않은 노회 및 선정되진 않은 목회자

나. 선정기준은 학자금 지원 선정 기준 원칙을 준수한다.

다. 실행이사회 미납 노회는 제외하기로 한다.

라. 후반기 학자금 재원 마련은 각 권역 자체 확보 및 총회자립원에서 지원하되 총회자립원은 

서울권역(5구좌), 서북권역(5구좌), 경기권역(3구좌), 대경권역(2구좌)에 총 3000만원(1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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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200만원) 지원하기로 하다.

이를 위하여 자립원 학자금 지원 예산 2000만원 중 전반기 지급하여 남은 1400만원을 지

원하고 부족분 1600만원은 예산 전용하여 지원하기로 하다.

② 미래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사업 경과를 별지대로 보고 받다.

③ 각 권역내 사업 및 상황보고를 받다,

④ 각 권역은 권역 및 권역 내 노회자립위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내역을 취합하여 총회자립원에 

아래와 같이 보고하기로 하다.

가. 보고기준일 : 104회기 (2019. 9 ~ 2020. 7)

나. 보고내용 : 노회자립위 지원 금액, 학자금 모금액, 이사회비 내역, 기타 지원 사역 등

다. 보고양식은 총회자립원에서 작성하여 각 권역에 배부하기로 하다.

⑤ 각 권역 실무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 서기에게 행정비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다.

⑥ 미래자립교회 자립화 교육관련하여 별지대로 사업 계획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다.

⑦ 차기 모임은 2020년 9월 7일~8일 봉평에서 모이기로 하다. 

3. 제104회기 주요사업보고

1. 조직

가. 법인이사회 조직(이사 성명 가나다순)

NO. 구분 이름 권역 노회 교회

1 이사장 이상복 광주전남 전남 광주동명

2 부이사장 이규현 부울경 남부산동 수영로

3 부이사장 화종부 서울 서울남 남서울

4 부이사장 김태일 중부 인천 계산

5 실무부이사장 박성규 부울경 동부산 부전

6 서기 신원욱 부울경 동부산 남산제일

7 부서기 고석찬 중부 대전노회 대전중앙

8 회계 송병원 서북 경평 늘사랑

9 부회계 노병선 경기 서수원2 오산비전

10 감사 김수환 서북 서경 람원

11 이사 권성수 대경 대구수성 대구동신

12 이사 김신길 대경 대구수성 북성

13 이사 김은호 서울 수경 오륜

14 이사 김형원 전북 중전주 전주동부

15 이사 류명렬 중부 대전 대전남부

16 이사 박만규 경기 수원 와우리

17 이사 박윤성 전북 이리 기쁨의

18 이사 배만석 서북 소래 사랑스러운

19 이사 소강석 경기 경기남 새에덴

20 이사 안홍대 전북 이리 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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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역자립위 조직

권역 직책 성명 노회 교회

서울

위원장 화종부 서울남노회 남서울교회

부위원장 방성일 서울동노회 하남교회

서기 박승남 중서울노회 후암교회

회계 조성민 남서울노회 상도제일교회

총무 이상화 서울노회 서현교회

위원 정명호 경기노회 혜성교회

위원 이풍인 동서울노회 개포동교회

서북

위원장 배만석 소래노회 사랑스러운교회

부위원장 김성곤 서평양노회 풍성한교회

부위원장 배재군 서중노회 천호동원교회

부위원장 권순웅 평서노회 주다산교회

부위원장 김수환 서경노회 람원교회

서기 강영하 서경노회 늘사랑교회

회계 윤병수 평남노회 로뎀교회

총무 조현석 신안주노회 해운대신일교회

경기

위원장 박만규 수원노회 와우리교회

서기 이상복 수원노회 창훈대교회

회계 노병선 서수원2노회 오산비전교회

총무 박호성 서수원2노회 수원온누리교회

중부

위원장 오정호 서대전노회 새로남교회

부위원장 김미열 강원노회 원주중부교회

부위원장 고석찬 대전노회 대전중앙교회

부위원장 박준유 인천노회 인천학익교회

부위원장 김신점 충남노회 천안성은교회

서기 류명렬 대전노회 대전남부교회

회계 서기영 대전노회 대전남부교회

총무 김정민 대전노회 대전예수뜰교회

전북 위원장 박윤성 이리노회 기쁨의교회

NO. 구분 이름 권역 노회 교회

21 이사 오정호 중부 서대전 새로남

22 이사 이건영 중부 인천 인천제2

23 이사 이현국 부울경 남부산동 운화

24 이사 정계규 부울경 진주 사천

25 이사 정명호 서울 경기 혜성

26 이사 정영교 경기 남경기 산본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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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직책 성명 노회 교회

부위원장 유태영 전북남노회 서광교회

부위원장 봉상태 전북노회 서머나교회

부위원장 라상기 전북서노회 정읍시민교회

부위원장 김정식 군산노회 안디옥교회

부위원장 강용덕 이리노회 천성교회

서기 조태성 이리노회 청복교회

회계 김형원 중전주노회 전주동부교회

총무 강용덕 이리노회 천성교회

광주전남

위원장 이상복 전남노회 광주동명교회

부위원장 정태영 빛고을노회 광주양림교회

부위원장 서종석 함평노회 함평전원교회

부위원장 공학섭 순천노회 대대교회

서기 조동원 광주노회 서문교회

회계 서문석 동광주노회 화순백암교회

총무 이박행 전남노회 복내전인치유센터

부총무 한성희 전남노회 수완동명교회

고문 김광식 목포제일노회 새목포제일교회

고문 김성천 여수노회 여수제일교회

고문 맹연환 동광주노회 문흥제일교회

대경

위원장 권성수 대구수성노회 대구동신교회

부위원장 장영일 대구수성노회 범어교회

부위원장 김용수 안동노회 영주교회

서기 김종원 경청노회 경산중앙교회

회계 이종대 대구수성노회 동신교회

부서기 김호길 경청노회 대산교회

총무 박영찬 동대구노회 동산교회

부총무 이윤찬 대구중 참좋은교회

부울경

위원장 이규현 남부산동노회 수영로교회

부위원장 이현국 남부산동노회 운화교회

부위원장 강진상 남울산노회 평산교회

부위원장 전웅구 경남노회 미수교회

서기 홍석진 동부산노회 온천제일교회

회계 강우만 중부산노회 북성교회

총무 유홍선 진주노회 예닮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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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행이사회 조직

권역 노회 위원장 노회 위원장

경기

경기남 이우행 서수원2 현동성

경기서 이규현 수원 이종찬

경기중부 강만석 시화산 강명우

남경기 우기종 용인 김종원

부천 이세광 중경기 설동주

서수원1 권오흥

광주전남

고흥보성 허임복 빛고을 정태영

광주 배정환 서광주 노갑춘

광주동부 박원형 순천 김성환

광주제일 차영진 여수 김성진

남광주 문제광 전남 이상복

동광주 이승범 전남제일 최복수

목포 임성곤 제주 박창건

목포서 이형만 함평 윤중관

목포제일 김희근 호남 장실

무안 이윤동

대경

경동 정신덕 김천 조병우

경북 박신득 남대구 이영수

경서 박춘길 대경 김장교

경신 최진호 대구 이관형

경안 박병석 대구수성 곽양구

경중 김상원 대구중 박성순

경청 석광희 동대구 정명식

구미 정순봉 안동 오성희

부울경

경남 이상근 동부산 정인식

경남동 성경선 부산 손동후

경상 김동혁 서부산 김영길

남부산남 조정희 울산 김영은

남부산동 이현국 중부산 오성환

남울산 강진상 진주 정계규

서북

경일 배희열 의산 이명주

경평 이용덕 평남 이용철

남평양 한창호 평서 김재호

남황동 박범종 평안 이문범

동안주 김정호 평양 강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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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노회 위원장 노회 위원장

서북

동평양 신규식 평양제일 조대천

북평양 서화석 한서 은요섭

산서 허활천 함남 강태구

서경 김영환 함동 김철중

서중 이유승 함북 김태영

서평양 황일동 함중 공성민

소래 배만석 황동 방준영

신안주 조현석 황서 유병희

용천 김만규 황해 이광원

서울

경기 황연호 서울강서 전종남

경성 장중덕 서울남 이성화

경향 천귀철 서울동 방성일

관서 변충진 서울북 옥성석

남서울 오세광 서울한동 이영형

동서 여성구 성남 안광모

동서울 김영규 수경 김홍재

서울 김창수 수도 남창우

서울강남 이영신 중서울 김성윤

전북

군산 석경식 이리 최병덕

군산남 이완수 전북 김윤경

군산동 임홍길 전북남 김양곤

김제 임성재 전북서 진용길

남전주 김문석 전북제일 이재승

동전주 박종만 전서 한민수

북전주 윤정희 전주 김세영

서전주 임근석 중전주 정창수

중부

강동 이강선 서대전 오정호

강원 김미열 서인천 노우숙

경인 김순영 인천 최영근

남중 양유종 충남 김신점

대전 고석찬 충북 박순석

대전중부 곽재억 충북동 김정일

대전중앙 류재이 충청 정진모

동대전제일 하재호 한남 박명배

동인천 정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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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현황 보고

가.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조직 보고 현황

   (1) 조직 보고 현황

 2020.8.5. 현재

노회수 조직노회 미조직 및 미보고노회

155개
해외노회(미주동부/서부,뉴질랜드노회 제외)

137노회 18노회

   (2) 권역별 조직 현황

  2020.8.5. 현재

나. 교세통계 보고 현황(지난 5년간 가장 최근에 입력한 값) 

2020.8.4. 현재

노회수 교회수 지원교회 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 미보고교회 보고율 전 회기 대비

155노회
(해외제외)

11,367
(▲65)

2,534
(▲48)

2,401
(▼9)

3,516
(▲5)

2,916
(▲21)

74.3% -0.1%

※ 괄호안의 값은 전 회기 대비 등락 값

다. 각 권역별 교세통계 보고율(지난 5년간 가장 최근에 입력한 값)

  2020.8.4. 현재

권역
조직
노회

미조직 및 미보고
노회

조직 현황(%) 비고

서울 18 6 75

경기 11 3 78.6

중부 17 - 100

광주전남 19 - 100

대경 16 2 88.9

부울경 12 - 100

전북 16 - 100

서북 28 7 80

합계 137 18 88.4

권역 교회수
지원
교회

자립
교회

미래자립
교회

미보고
교회

후원/피후원
현황 보고율(%)

교세통계
보고율(%)

전 회기
대비

서울 2084 532 394 622 536 4.7(97교회) 74.3 +0.1%

경기 902 214 156 277 255 3.4(31교회) 71.7 +2%

전북 1016 209 263 328 216 15.4(156교회) 78.7 +1.3%

광주전남 1536 302 332 487 415 8.9(136교회) 73.0 -3.5%

서북 2579 514 500 706 859 4.5(116교회) 66.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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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 및 발전방향

    1) 전 회기 대비 교세통계 입력률 0.1% 하락하 음

    2) 통계 입력률은 매회기 70%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결산, 후원/피후원 현황 등 주요 정

보 입력이 부족함

    3) 권역자립위 및 노회자립위 역할 증대를 통해 노회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통계 입력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권고 필요함

3. 지원현황 보고

  가. 권역별 미래자립교회 지원 현황 보고

      각 권역에서 한 회기 동안 이루어진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인, 파악하여 지원 정책 및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

20. 8. 5 현재

권역 권역지원사업❶ 노회별 자립위 지원사업
비 고

노회지원❷ 지교회지원❸ 합 계(❷+❸)

경기 - - - - 추후 보고

광주전남 26,200,000 1,496,801,980 1,277,383,000 2,774,184,980

대경 10,000,000 143,500,000 343,285,000 486,785,000

부울경 15,000,000 405,040,000 668,150,000 1,073,190,000

서북 - - 816,760,000 816,760,000
노회지원, 지교회지원 

합계 금액

서울 160,000,000 802,135,200 867,129,000 1,669,264,200

전북 10,000,000 697,620,000 1,106,520,000 1,804,140,000

중부 4,000,000 638,160,500 1,186,678,000 1,824,838,500

합계 225,200,000 4,183,257,680 6,265,905,000 10,449,162,680
총합계(❶+❷+❸)
10,674,362,680

      ❶ 권역 지원사업 : 권역이 사업주체가 되어 자체 예산 및 후원 연결(모금 포함)하여 진행한 

사업의 총금액

      ❷ 노회 지원사업 : 노회(노회자립위)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체 예산 및 후원 연결(모금 포함)

하여 진행한 사업의 금액

      ❸ 지교회 지원 : 해당 노회에 속한 지원교회 및 자립교회가 미래자립교회에 후원한 금액

권역 교회수
지원
교회

자립
교회

미래자립
교회

미보고
교회

후원/피후원
현황 보고율(%)

교세통계
보고율(%)

전 회기
대비

중부 1407 274 301 533 299 13(183교회) 78.7 +0.6%

대경 1016 264 283 300 169 12.7(129교회) 83.4 +0.3%

부울경 827 225 172 263 167 19.8(164교회) 79.8 -1.1%

합계 11,367 2,534 2,401 3,516 2,916 8.9(1012교회) 74.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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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사업 보고

  가. 학자금 지원 사업

   1) 제4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① 일시 : 2020. 2. 4(화) ~ 2020. 2. 21(금)

     ② 최종 선발 : 50명

     ③ 학자금 지원총액

최종선발 학자금 지원액 총 지원액 비 고

50명 200만원(1인당) 1억원 (50명 X 200만원)

       ④ 후원교회(가나다순)

경산중앙교회, 남서울교회, 대구동신교회, 대전남부교회, 대전새로남교회, 람원교회,

부전교회, 사랑의교회, 새에덴교회, 수영로교회, 울산대영교회, 인천제2교회

 

   2)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① 일시 : 2020. 7. 7(화) ~ 2020. 7. 16(목)

     ② 최종 선발 : 34명

     ③ 학자금 지원총액

최종선발 학자금 지원액 총 지원액 비 고

34명 200만원(1인당) 6,800만원 (34명 X 200만원)

       ④ 평가 및 발전방향

 ◦ 정기 사업 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후반기 추가 지원사업 진행됨

 ◦ 각 권역자립위별로 심사위원 선정하여 심사 진행함으로 권역자립위 위치 및 역할 제고

 ◦ 총회 자립원의 정기 지원 사업으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 기대 

 ◦ 총회자립원 및 권역자립위의 지원금 마련에 대한 대책 필요함

    3)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1차 ~5차)

      ① 일 시 : <1차> 2020. 3. 19(목) ~ 2020. 3. 28(토)

<2차> 2020. 4. 7(화) ~ 2020. 4. 17(금)

<3차> 2020. 4. 28(화) ~ 2020. 5. 8(금)

<4차> 2020. 5. 26(화) ~ 2020. 6. 5(금)

<5차> 2020. 7. 7(화) ~ 2020. 7. 16(금)

        ② 지원대상 :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자립교회

        ③ 지원 결과                                             

                                                              (8. 6 현재)

노회 교회 지원 총액 비 고

132개 481개 3억2천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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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지원 결과> 

지원노회수 지원교회수 지원금액(만원) 비 고

경기 11 28 2050

광주전남 15 39 2550

대경 14 83 5750

부울경 9 29 1800

서북 30 107 6550

서울 22 47 3300

전북 17 69 4400

중부 14 79 5700

합계 132 481 32,100

      <임대료 지원 수혜교회> (가나다순)

노회 교회 노회 교회 노회 교회

강동 강동제일 대구중 성산 여수 열린문

강동 맑은샘 대구중 천성 여수 은혜와사랑

강동 새소망 대구중 파동세광 여수 참

강동 언약의 대전 다정한 용인 동산의샘

강원 감사 대전 삼가 용인 새인

강원 기뻐하는 대전 성민 용인 온누리빛

강원 더불어누림 대전 와우리 용인 제자

강원 원주행복 대전 행복한 용인 하이사랑

강원 하늘소망 동광주 다누리 용천 가학

강원 하늘시민 동광주 등불 용천 물댄동산

개성 평택서광 동광주 한마음 용천 종려나무

경기 강북풍성한 동대구 동대구 용천 참빛

경기 광현 동대구 영진 용천 풍성한

경기 무지개 동대구 하양서부 울산 나눔의

경기 서울어린양 동대전제일 금남 울산 새생명

경기 풍성한 동대전제일 나눔 울산 세계로우리

경기 하늘알곡 동대전제일 대은 울산 울산반석

경기남 새벽들 동대전제일 대전반석 이리 갈보리

경기북 양주제일 동대전제일 임마누엘 이리 땅끝선교

경기북 의정부사랑 동대전제일 주맘 이리 맑은샘

경기서 물댄동산 동대전제일 함께하는 이리 밀알

경기서 주사랑 동부산 금천 이리 성령이이끄시는

경기중부 사랑이넘치는 동부산 누리 인천 목양

경기중부 예수사랑 동부산 말씀과은혜의 인천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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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교회 노회 교회 노회 교회

경기중앙 한마음 동부산 부산흰돌 인천 새순

경남 통영세계로 동부산 사도행전 인천 은혜샘

경남동 통영비전 동부산 한마음 인천 인천새중앙

경동 큰사랑 동서 포도원 인천 인천예향

경동 포항한사랑 동서울 강동광염 인천 풍부한

경북 한우리 동서울 성도제일 인천 행복한

경상 새반석 동수원 벧엘 전남 광주삼익

경상 시온성 동안주 남영 전남 선한목자

경상 예림주안 동안주 늘충만 전남 야베스

경상 주사랑 동안주 새맘 전남 양선

경상 창대 동안주 하늘축제 전남제일 광주사랑

경상 창원은혜 동안주 한밀 전남제일 광주삶이예배인

경서 포도원 동인천 꿈을심는 전남제일 사랑의다인

경안 사랑의 동인천 청라영천 전남제일 일곡벧엘

경안 예사랑 동전주 백제로 전남제일 호산나

경인 백합 동전주 은성 전북 벧엘중앙

경인 예닮 동전주 전주 예전 전북 새사람

경일 큰비전 동전주 전주겨자씨 전북 새사람

경일 평안 동전주 주예수 전북 예품

경일 한누리 동전주 함께하는 전북 예품

경평 거룩한빛 동평양 여울 전북남 성유

경평 담장 동평양 위한 전북남 전주사랑

경평 샘물 동평양 코너스톤 전북남 큰은혜

경평 어울림 목포 목포은혜 전북서 김제화평

경평 예흔 목포 제자의 전북서 김제화평

경평 은광 목포서 삼호중앙 전북서 사랑샘

경평 주님의 회 목포제일 더욱사랑 전북서 하새람

경향 영산 목포제일 푸른초장 전북서 하새람

경향 의의나무 북전주 기쁨의 전북제일 서로사랑

관서 비전 북전주 선린 전북제일 성심

관서 소망빛 북전주 주울림 전북제일 송영

관서 예수믿음 북평양 청미사랑 전북제일 희망찬

광주 우리 빛고을 새로운 전서 부안믿음의

광주 정순 빛고을 정금 전서 정읍사랑의 

광주제일 큰사랑 산서 하늘 전주 신실한

구미 구미비전 서경 발신성석 전주 열린찬양

구미 구미이레 서경 사랑 전주 전주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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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곡제일 서경 안산생명샘 전주 주님의

구미 주님의숲 서경 예람 전주 주비전

구미 주영광 서경 용인성도 전주 주현

군산 다윗의장막 서경 은혜 제주 제주은총

군산 동행 서광주 생명수 중경기 예수명문

군산 샘솟는 서부산 명지로 중부 서울반석

군산 선한 서부산 복된 중부산 꿈이있는

군산 화목한 서수원1 오산영광 중부산 자유로

군산남 군산주왕 서수원2 동문 중부산 평지

군산남 군산축복 서수원2 봉담반석 중부산 푸름이든

군산남 새사람 서수원2 풍만 중서울 작은자

군산남 주기쁨 서울 주은혜 중앙 조이플

군산동 승리 서울 넘치는 중앙 친한

군산동 승리 서울강남 월드창대 중앙 화평

군산동 하진 서울강서 서울우리 중전주 영천

군산동 하진 서울강서 예향 중전주 예수사랑

김제 본향 서울남 은혜숲 중전주 예수사랑

김제 옥성 서울동 광주벧엘 중전주 주예수사랑

김제 우리 서울동 나들목 중전주 주예수사랑

김천 높은산 서울동 소망 중전주 주평안

남경기 새능력 서울동 토기장이 충남 등대

남경기 안산샘물 서울동 행복한동행 충남 인주장로

남광주 벧엘중앙 서울북 백석생명샘 충남 축복

남광주 주은혜 서울북 섬김의 충남 하늘제자

남대구 왕성 서울북 은혜로 충북 청주예수비전

남대구 은혜로 서울한동 우리은광 충청 부여새로남

남대구 화원문 서울한동 은성 평남 마실 

남부산동 우리이웃 서인천 경향선교 평남 산성

남부산동 은혜로 서인천 물댄동산 평남 서울고려인

남서울 생명 서인천 소망의 평남 옥산소망

남서울 열방을섬기는 서인천 수원새영 평남 잘되는

남서울 은성 서인천 주안소망 평서 광명주다산

남서울 주님의 서인천 큰무리제자 평서 한민족사랑

남서울 한무리 서인천 평강 평안 벧엘

남울산 아름다운 서전주 비전 평양 FC비전

남울산 양산행복한 서전주 하원 평양 대구샘물

남울산 울산우리 서전주 함께가는 평양 평내예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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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주 더사랑 서전주 행복한 평양제일 꿈꾸는

남전주 예닮제자 서중 복있는 평양제일 꿈이있는

남전주 은빛 서중 새날 평양제일 성남예수사랑

남전주 주님의 서중 서울영광 평양제일 소울브릿지

남중 생명길 서중 은혜로운 평양제일 왕도

남평양 김포주왕 서중 화성소망 평양제일 함께하는

남평양 부산로고스 서평양 넘치는 한남 아가페

남평양 안양신일 서평양 복있는사람들 한남 주찬양

남평양 열방 서평양 새샘 한서 뜻하신

남평양 오사랑 서평양 열방 한서 소리

남평양 은혜 서평양 예닮 한서 예광

남평양 함께하는 서평양 좋은 한서 한꿈

남황동 꿈꾸는 성남노희 더기쁜 한성 구미로

남황동 성실제일 소래 대구사랑스러운 한성 수원방주

남황동 큰은총 소래 청소년회복 한성 참포도나무

남황동 하늘샘 수경 산돌 함남 포도나무

대경 대구새힘 수경 송파중앙 함동 기쁨이넘치는

대경 대구온누리 수도 선한이웃 함동 선인

대경 만남의 수원 생명나무 함동 언약

대경 제2영신 수원 예닮 함동 전주등불

대경 참기쁨의 수원 예수목장 함동 함께비전

대경 참사랑 수원 오산새빛 함북 관악풍성한

대경 큰빛대명 수원 월드와이드 함북 기적을꿈꾸는

대경 풍성한 수원 참조은 함북 솔샘

대구 겟세마네 수원 함께가는 함북 울산새벽

대구 기쁨의 순천 순천 행복한 함북 포도원

대구 본향 순천 아름다운 함북 한빛

대구 예은 순천 주님이세운 함중 은혜로

대구 왕성 순천 중마로 호남 광주주는

대구 참좋은 시화산 나눔의 호남 동행

대구 큰나무 시화산 섬김의 호남 사랑의

대구 하드림 시화산 참된빛 황동 주안드림

대구동 즐거운 신안주 비전 황동 화목한

대구동 한마음 신안주 성민 황서 드림

대구수성 대경 신안주 일산 열린 황서 여명

대구수성 산돌 신안주 주현 황서 예수사랑

대구수성 서머나 여수 단비 황해 기쁜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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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후원교회(가나다순)

           교회자립개발원, 길동교회, 남서울교회, 대한교회, 부전교회, 사랑의교회, 새로남교회

           새에덴교회, 수영로교회, 신반포교회, 일산교회, 해운대신일장로교회, 혜성교회

           100주년기념교회, 무명

        

        ⑤ 평가 및 발전방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자립교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타기관 및 지역 교회, 노회, 민관단체 등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바 동일교회에 중복

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이 두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둠

  ◦ 미래자립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내외 교회 및 목회자에게 총회자립원을 각인시키고 

자립원의 역할과 위치를 제고시킬 수 있었음

  ◦ 지원 대상 및 지원 선정 기준, 장기적인 지원금 마련에 대한 대책 필요함

5. 기타사업 보고

  가. 권역별 사업 보고

권 역 계획 및 추진사항 일 시 & 장소 비 고

경기 교회자립 아카데미(12주 과정) 2019. 9. 30 창훈대교회

광주전남

도농교류 일일장터 (1차) 2019. 10. 26 광주동명교회 외 23개 교회

도농교류 일일장터 (2차) 2019. 11. 2 광주새순교회 외 10교회 

일일자립아카데미 및 이중직 연구 
발표회

2019. 11. 26 광주양림교회

전북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세미나 2019. 12. 11 익산 기쁨의교회

  나. 실버홈 입주 지원 시범사업 

   ① 신청자격 및 대상 : 미래자립교회 은퇴 목회자

   ② 지원내용 : 실버홈 입주 시 매월 사용료 및 기타 서비스 지원

   ③ 모집인원 : 10명

   ④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2년 4월 (※ 입주 계약일로부터 2년)

   ⑤ 신청기간 : 2020년 2월 4일(화) ~ 2월 28일(금)

   ⑥ 신청결과 : 신청자 없음

   ⑦ 평가 및 발전방향

       ◦ 신청결과에 대한 원인 및 해결 방안 연구 필요

노회 교회 노회 교회 노회 교회

대구수성 아름다운 여수 새비전 황해 좋은

대구수성 자유하는 여수 쉼이있는 황해 주님의

대구수성 하늘문 서대전노회 29교회 100주년기념교회 40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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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립화 교육 보고

1) 추진내용

  가) 미래자립교회 예배 영상 생중계 교육 및 장비 지원

      (1) 지원내용 : 생중계 방법 안내 및 장비 지원(100set)

      (2) 신청기간 : 2020. 3. 19(목) ~ 2020. 3. 28(토)(선착순 마감)

      (3) 신청대상 : 미래자립교회

      (4) 지원결과

       ① 생중계 방법 교육

         - 생중계 방법 매뉴얼 및 팁 홈페이지 게시(총 3강)

       ② 생중계 장비 신청

         - 지원품목 : 삼각대, 유선마이크

         - 1차 신청 : 100교회(100set)

         - 2차 추가 신청 : 144교회(144set)

      (5) 평가 및 발전방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회 예배 및 교제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 및 성도의 교

제,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

       ◦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미래자립교회에 간단한 방법과 저비용의 온라인 생중계 방법을 제시

  나) 미래자립교회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1) 제작담당 : 교육팀

      (2) 제작형식 : 동영상 스트리밍

      (3) 대    상 :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4) 교육내용

       ① 1강 비대면 목회 양육 콘텐츠 만들고 나누기

         - 프레지 동영상 활용

       ② 2강 비대면 소그룹&제자훈련 실시간 나누기

         - zoom과 프레지 동영상 활용

      (5) 평가 및 발전방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회 예배 및 교제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 및 성도의 교

제,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

        ◦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미래자립교회에 간단한 방법과 저비용의 온라인 생중계 방법을 

제시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및 활용 필요

        ◦ 다양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통하여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벗어나 양질의 자립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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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04회기 수입, 지출 보고

◆ 수입        2020.08,10.현재

관 항 목 예산 수입

이월 이월금 이월금 100,000,000   146,975,934

회비 이사회비
법인이사회비 144,000,000 134,100,000

기타수입 0 101,757,795

기여금
기부금 0 100,000,000

협찬금 0 6,000,000

총회지원금 100,000,000 100,000,000

수입총계 344,000,000 588,833,729

◆ 지출

관 항 목 예산 지출

운영

일반운영

회의비 18,000,000 9,304,000

업무추진비 14,000,000 3,916,154

인건비 60,000,000 30,246,400

경조비 3,000,000 1,371,500

사무실운영

관리운영비 20,000,000 24,056,820

비품/집기비 10,000,000 657,600

전산/인쇄/홍보비 45,000,000 43,182,700

소계 170,000,000 112,735,174

사업

자립화지원

권역서기세미나 10,000,000 314,730

교육비 10,000,000 15,302,000

권역활성화 30,000,000 38,621,700

자립화교육 자립화아카데미 25,000,000 0

자립화복지

목회자자녀학비지원 20,000,000 8,000,500

은퇴목회자생활관연구 5,000,000 421,500

특별구제 10,000,000 79531000

행사
이사/실행위원세미나 40,000,000 29,192,800

기타행사 10,000,000 16,501,000

소계 160,000,000 187,885,230

재정 예비비 예비비 14,000,000 0

총계 344,000,000 300,620,404



 총회교회자립개발원 보고❙971

4. 제105회기 사업 계획 보고

   1. 중점 사역 보고사항 

     가. 교회자립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및 실시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목    적 미래자립교회 자립을 위한 지속적 단계별 교육 지원

기대효과
- 편리한 시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음
- 교육 참여한 목회자들의 사례를 통해 교회 성장에 필요한 빅데이터 수집 가능
- 교육 과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

강의진행 온라인 강좌 개설

운    영 지원팀 및 교육팀

대    상 총회 소속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강의내용 자립목회의 이해, 태도, 기술, 방법 등 4개의 카테고리로 총 44가 강좌 진행

제작형식 동영상 스트리밍

제작방식 동영상 촬영 및 녹음 / 영상 편집

배    포 플랫폼(모바일 앱) 제작

2) 세부 커리큘럼

구 분 강 좌 세부내용

자립목회의 이해(3강) - 미래자립교회론

1) 미래자립교회의 비전

2) 총회자립원의 역할과 실천방안

3) 총회자립원의 조직과 상호협력 방안

자립목회의 태도(5강)

- 목회자 영성관리와 목회 노하우
1) 목회자 영성관리와 목회 노하우1

2) 목회자 영성관리와 목회 노하우2

- 목회자 역량개발과 자기관리

- 목회행정과 운영

- 목회소통능력과 실제

자립목회의 기술(26강)

- 미디어를 활용한 목회 역량 

강화

1) 프레지를 통한 설교 콘텐츠 실제(5강)

2) 키노트를 통한 설교 콘텐츠 실제(5강)

3) 미디어 콘텐츠의 목회활용(5강)

4) SNS를 활용한 성도 관리(5강)

- 목회 환경 디자인의 실제
1) 교회 디자인의 방법과 적용(5강)

2) 교회 영상음향 장비 사용법(2강)

자립 목회의 방법(6강)
- 지역 맞춤형 목회 소개

1) 도시교회 목회소개

2) 농촌교회 목회소개

- 사역 맞춤형 목회 소개 1) 교육 2) 전도 3) 문화 4)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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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모바일앱) 구축안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회자립개발원 온라인 교육 모바일 앱(app.csdi.or.kr)

에 접속하여 구축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구축안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용 페이지이며 앱 구축 완료 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

습니다.

     나) 연결 시 보이는 페이지는 PC버전이며 OS별 모바일 페이지는 구축 완료 시 추후 공

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QR코드 스캔 방법 

      ①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 후 해당 페이지 연결 

      ② 구글, 네이버 또는 다음 앱 등 검색창(QR코드 검색 설정) 이용하여 스캔 

      ③ QR코드 스캔 앱 이용하여 스캔

     나. 권역 실무단 정기 모임

      ① 목적 : 미래자립교회 지원 정책 및 사업 관련 협의, 소통

      ② 대상 : 법인이사회 임원, 권역자립위 서기, 총무, 간사 등

      ③ 방법 : 연 2회 정기 모임(상반기 1회 / 하반기 1회)

     다.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연구 및 신학세미나 개최

      ① 목적 : 총회에서 허락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② 추진계획 : 이중직 연구 및 신학적 확립을 위한 신학 세미나 개최

     라. 미래자립교회를 위한 ‘자립지원 봉사단’ 구성

      ① 목적 : 미래자립교회 실질적 지원

      ② 추진계획 : 교단 내 각 지교회에서 미래자립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자립지원 봉사단’ 결성 

및 활성화

     마. 미래자립교회 지원 정책 및 시스템 구축 강화

      ① 권역 실무자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한 정책 홍보, 제시

      ② 권역별 지원 사업 내역 및 결과 보고 체계 확립

      ③ 권역 내 지원노회 및 미자립노회 현황 파악과 연결

      ④ 홈페이지 및 전산 통계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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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① 2월 접수 / 3월 발표 / 4월 학자금 지원금 전달

      ② 자립원 및 권역별 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 연구

      ③ 권역별 심사 기준 보강, 확립

     

     사. 사무국

      ① 홈페이지 유지관리

        - 총회 홈페이지 변경에 따른 개발원 홈페이지 리뉴얼 준비 및 예산 마련

        - 온라인 교육을 위한 새 플랫폼 구축 행정 지원 및 예산 집행

      ② 정관 개정 및 현 행정에 따른 내규 확인 및 수정 작업 확인

      ③ 교회자립 지원 매뉴얼 제작

       - 지원 사업 시행 방법, 양식 등 표준안 마련

       - 권역 및 노회의 보고 내용 및 행정 절차 확립을 위한 매뉴얼 제작

   2. 제105회기 예산 보고

 ◆ 수입

◆ 지출

관 항 목 예산 비고

이월 이월금 이월금 200,000,000

회비 이사회비
법인이사회비 144,000,000

기타수입 0

기여금
기부금 50,000,000

협찬금 0

총회지원금 200,000,000

수입총계 594,000,000

관 항 목 예산 비고

운영

일반운영

회의비 20,000,000

업무추진비 15,000,000

인건비 60,000,000

경조비 5,000,000

사무실운영

관리운영비 20,000,000

비품/집기비 10,000,000

전산/인쇄/홍보비 45,000,000

소계 175,000,000

사업
자립화지원

권역서기세미나 20,000,000

교육비 30,000,000

권역활성화 40,000,000

자립화교육 자립화아카데미 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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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예산 비고

자립화복지

목회자자녀학비지원 30,000,000

은퇴목회자생활관연구 20,000,000

특별구제 170,000,000

행사
이사/실행위원세미나 40,000,000

기타행사 20,000,000

소계 395,000,000

재정 예비비 예비비 24,000,000

총계 59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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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청원의 건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1.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변경 청원의 건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사역과 관련하여 조직 변경에 따른 정관을 개정하고자 청원합니다.

2. 미래자립교회 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40억) 사용 청원의 건

   미래자립교회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기금(40억원)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재정청원

   아래와 같이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금액 : 200,000,000원

    ※ 첨 부 :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개정안. 끝.

2020년 9월

총 회 교 회 자 립 개 발 원
이사장  이 상 복

서  기  신 원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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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개정안

원안 수정안

제2장 조직

제5조 조직 

① 고문단 : 증경총회장 및 본원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서 본 이사회의 위촉을 받아 자로 고문단

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명예이사장 : 총회장은 명예이사장으로 위촉되

며 본원 업무에 대하여 자문과 지도의 역할을 

한다. 

③ 법인이사회 : 본원 업무의 최고 의결 및 집행

을 책임지는 기구이다. 

④ 실행이사회 : 법인 이사 및 노회 교회자립지원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의 실제적 집행

을 평가 및 제안한다. 

⑤ 사무국 : 본원의 사무 행정을 주관한다. 

⑥ 권역 교회자립지원위원회 : 정해진 권역별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본원 사업에 대한 권역별 

시행에 책임을 진다. 

⑦ 감사 : 이사회의 위탁을 받아 본원 재정을 감

사하며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장 조직

제5조 조직 

① 총재 : 본 교단 총회장으로 본원을 지도한다. 

② 고문단 : 증경총회장 및 본원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서 법인 이사회의 위촉으로 고문단을 구성

할 수 있다.  

③ 명예이사장 : 직전 이사장으로 법인이사회의 

결의로 위촉되며, 본원 업무에 대하여 자문과 

지도의 역할을 한다.

④ 법인이사회 : 본원 업무의 최고 의결 및 집행

을 책임지는 기구이다. 

⑤ 실행이사회 : 법인 이사 및 노회 교회자립지원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의 실제적 집행

을 평가 및 제안한다. 

⑥ 사무국 : 본원의 사무 행정을 주관한다. 

⑦ 권역 교회자립지원위원회 : 정해진 권역별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본원 사업에 대한 권역별 

시행에 책임을 진다. 

⑧ 감사 : 이사회의 위탁을 받아 본원 재정을 감

사하며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